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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Tennessee Department of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Tennessee Department of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s mission is to develop 
strategies which help make Tennessee the #1 location in the Southeast for high quality jobs. The 
department seeks to attract new corporate investment in Tennessee and works with Tennessee 
companies to facilitate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A skilled workforce, prime geographic location, outstanding transportation network, and pro-
business environment have earned Tennessee a solid reputation as a premier business location. 
The Tennessee Department of Economic and Community Development (TNECD) works to 
maintain Tennessee’s successful business climate and seeks to enhance community quality of life, 
promote job creation and business opportunities, and offer support services to entrepreneurs and 
new and existing industries. Learn more at tnecd.com.    
 
We build Brands 
 
We have learned that “Made in Tennessee” means something special in the global business 
community. Tennessee is recognized around the world for the high quality of its craftsmanship 
and the artisan strength of its workforce. 
Tennessee’s reputation for the quality of our work and the quality of the Tennessee lifestyle means 
we make cars for General Motors, Nissan, and Volkswagen and car parts for Ultium Cells, 
Hankook Tire, SL, Bridgestone and Denso Manufacturing. Tennessee is home to global appliance 
manufacturers LG Electronics and Whirlpool, and the state’s advanced distribution and logistics 
network make it the ideal location for companies like Pantos, CJ and Amazon. Businesses in the 
advanced manufacturing sector, like Hyosung Hico and Beretta, thrive in Tennessee because the 
state’s skilled workforce and business-friendly climate intersect to meet today’s high-tech 
manufacturing demands. 
 
Doing Business in the U.S.: State of Tennessee’s Business Advantages 

⚫ Pro-business administration with a governor and cabinet who have private sector 
experience and understand business  

⚫ No personal income tax on wages and salaries  
⚫ A right-to-work state  
⚫ Lowest state debt per capita in the United States – The Tax Foundation 
⚫ #1 Fiscally Responsible State – U.S. News & World Report  
⚫ Network of eight interstate highways reach most major U.S. markets within a day’s 

driver or less 
⚫ Home to Memphis International Airport, the busiest cargo airport in the world.   
⚫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Established in 2015, the Tennessee Promise allows 

high school graduates to attend two years of community or technical college free of 
tuition and fees. Following the success of the Tennessee Promise, Tennessee 
Reconnect was established in 2018 as an initiative to help adults return to school to 
complete a postsecondary degree or credential, tuition-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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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 경제개발부  

테네시 경제사회개발부는 테네시주가 미국 동남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1 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부는 테네시주에 새로운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테네시주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사업확장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인력, 최고의 지리적 위치, 뛰어난 교통 네트워크 및 친기업 환경으로 테네시주는 최고의 

비즈니스를 위한 지역으로 확고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테네시경제개발부 (TNECD)는 테네시의 

성공적인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 기회를 촉진하며, 기업가들, 신규사업, 그리고 기존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necd.com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build Brands  

저희는 “Made in Tennessee”가 세계 경제계에 특별한 의미가 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뛰어난 장인정신과 노동력은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테네시 주민의 뛰어난 

업무능력과 라이프 스타일은 제너럴모터스, 니산, 폭스바겐을 위한 자동차를, 얼티움 셀즈, 

한국타이어, SL, 브리지스톤, 덴소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테네시는 글로벌 

가전업체인 LG 전자 세탁기 공장과 월풀의 본거지이며, 첨단 유통·물류 네트워크는 판토스, CJ 와 

아마존 등의 기업이 테네시주를 이상적인 위치로 결정,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베레타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들이 테네시에서 번창하는 것은 테네시 주의 숙련된 노동력과 

친기업환경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테네시주의 친기업 환경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민간기업운영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있는 주지사 및 공무원을 통한 친기업

행정   

⚫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주  

⚫ 낮은 노조 가입율 그리고 노조 가입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주  

⚫ The Fax Foundation이 선정한 전미 최저의 1인당 주정부 부채    

⚫ U.S. News and World Report 선정 신뢰할 수 있는 1위의 재정   

 


